2018년 예산안 협의

주 정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인 ‘주민’에게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7년 최신 예산안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민 모두를 위하여 생활비를 더욱 낮추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견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건설하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Korean]

2017년 최신 예산안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은 생활비 절감:
전체 주민 대상 의료 서비스
플랜(MSP) 보험료 반액 인하
2018년 1월 1일부터 개인은 연간 $450까지,
가족은 연간 $900까지 절약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주택 제공
저중소득 가정 대상 1,700채의 경제적인 임대
주택 신축 및 2,000채의 조립식 주택 신축과 직원
고용에 6억3천2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다리 통행료 폐지
골든 이어스 다리나 포트만 다리를 이용하는 통근자는
연간 $1,500 이상, 다리를 평균 하루 1회 건너는
상업용 운전사는 연간 $4,500 이상 절약합니다.

소득 보조 및 장애 보조 요율
소득 보조 및 장애 보조 요율을 월 $100 추가 인상합니다.

BC 주민에게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투자:
펜타닐 진통제 과다 복용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 개선을 위한 즉각적
조치뿐 아니라 응급 상황을 다루는 경찰과 검시관
서비스에 3억2천2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유치원~12학년 교육
3,500명의 교사 추가 고용 및 필요한 학교 공간 증축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성공적 미래에 필요한 지원 확보에
향후 3년간 6억8천1백만 달러를 증액 지원합니다.

보육
2017-2018 회계 연도에 유아기 발달과 보육에
3억3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4,000자리가
넘는 추가 보육 공간을 제공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음과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 건설:
산불
산불 인프라 개선, 산불로부터 지역 사회 보호, 지역
사회 복구 지원에 2억5천5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성인 교육
무료 성인 기초 교육과 대학 및 유치원~12학년 수준
영어 교육을 2017년 8월부터 부활시켜 시행합니다.

인프라 투자 지출
교통, 보건, 대학 기관, 교육 및 주택 사업에
중점을 두고 향후 3년간 납세자 지원 자본
지출로 146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소기업 지원
기업용 전기료에 대한 주 판매세(PST)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기업 법인 소득
세율을 2.5%에서 2%로 인하합니다.

혁신적이고 공평한 일자리
신흥 경제 전담 부서와 공정 임금 위원회를
설립하고 혁신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탄소세 및 기후 대책 세금 공제
세수 중립적인 탄소세 요건을 폐지하여 탄소세
세수로 가정을 지원하고 친환경 주도 사업을
재정 지원하여 기후 대책 공약을 실천합니다.

MSP 보험료

헬시 키즈(Healthy Kids) 프로그램 확대
치과 요율 개선과 보청기를 포함하는 서비스
확대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합니다.

노인 대상 자택 및 시설 보호
자택에 머무르고 싶은 노인을 대상으로 1억
8천9백만 달러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주택 임대차국(Residential Tenancy Branch)
대기 시간 축소 및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의 책임에
대한 이해 촉진에 3년간 7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MSP 보험료는
2018년에

50%

인하 예정

우리 주는 올해와 내년에 경제
성장률로 캐나다 타주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 정부의
재정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에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 여파로 인한 지역 사회
지원 비용, BC 자동차 보험 공사(ICBC)
의 재정 불안정, 불확실한 침엽수
목재 및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예정된 주 정부의 공공 부문 근로자
임금 협상 및 캐나다 중앙 은행 이자율
인상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주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모든 주민을 포용하는, 더 살기 좋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지속적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즉,
주 정부는 생활비를 더욱 낮추고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는 한편 견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저희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협의 과정은 2018년 예산안에서
주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프라 투자 지출
3년간 납세자 지원 자본 지출:

146억 달러
31%

운송

16%

BC 주택 공사,
정부 부처 및 기타

21%

보건의료

14%

교육

18%

고등 교육 기관

2018년 예산안
협의를 위한 질문
이 예산안 협의서는 주민 여러분이 2018년 예산안과
2018/19~2020/21 회계 연도 3개년 재정 계획에
관련하여 재정 및 주 정부 서비스에 관한 특별 상임
위원회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한 방편입니다.
아래 질문들은 생활비를 더욱 낮추고,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데 있어 앞으로 주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생활비를 더욱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어떤 서비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주 전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주민 여러분의 생각,
접근 방법 및/또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2018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특별 상임 위원회와
나누고 싶으신 의견이나 제안이 더 있으신가요?

2017/18~2019/20 예산안 및 재정 계획
2016/17
실제 수치

2017/18
예산
추정액

2018/19
계획안

2019/20
계획안

수입

51,459

52,407

52,557

53,677

지출

(48,722)

(51,861)

(52,029)

(53,070)

–

(300)

(300)

(350)

2,737

246

228

257

납세자 지원 자본 지출

3,659

4,956

4,855

4,814

공기업 지원 자본 지출

2,725

2,701

2,635

3,154

총액

6,384

7,657

7,490

7,968

납세자 지원 부채

41,506

44,853

47,031

48,642

공기업 지원 부채

24,377

21,624

22,509

23,764

총 부채(예상 허용치 포함)

65,883

66,777

69,840

72,756

국내 총생산 대비 납세자 지원 부채 비율

15.8 %

16.2 %

16.4 %

16.3 %

수입 대비 납세자 지원 부채 비율

81.8 %

87.8 %

91.7 %

93.0 %

2016

2017

2018

2019

실질 GDP 성장

3.6 %

2.9 %

2.1 %

2.0 %

명목 GDP 성장

5.1 %

5.1 %

4.1 %

4.0 %

인구(단위: 1000명)

4,752

4,806

4,863

4,919

(단위: 100만 달러)

예상 허용치

흑자
자본 지출

주 정부 부채

경제 전망(달력 연도)

의견 제출 방법
재정 및 주 정부 서비스 협의 과정에 관한
특별 상임 위원회에 참여하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leg.bc.ca/cmt/finance

다리 통행료 폐지
일반 통근자의
연간 절약액

$1,500
상업용 트럭 운전사의
연간 절약액

$4,500

